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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Wesley’s Covenant Renewal Service 

 

PROCLAMATION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he Christian life is redeemed from sin and consecrated to God. 

Through baptism, we have entered this life and have been admitted 

into the new covenant of which Jesus Christ is the Mediator. He sealed 

it with his own blood, that it might last forever. On the one side, God 

promises to give us new life in Christ, the Source and Perfecter of our 

faith. On the other side, we are pledged to live no more for ourselves 

but only for Jesus Christ, who loved us and gave himself for us. 

From time to time we renew our covenant with God, especially 

when we reaffirm the Baptismal Covenant and gather at the Lord's 

table. Today, however, we meet, as the generations before us have 

met, to renew the covenant that binds us to God. Let us make this 

covenant of God our own. 
 

INVITATION 

Commit yourselves to Christ as his servants. 

Give yourselves to him, that you may belong to him. Christ has many 

services to be done. Some are more easy and honorable, others are 

more difficult and disgraceful. Some are suitable to our inclinations 

and interests, others are contrary to both. In some we may please 

Christ and please ourselves. But then there are other works where we 

cannot please Christ except by denying ourselves. 

It is necessary, therefore, that we consider what it means to be a 

servant of Christ. Let us, therefore, go to Christ, and pray: 
 

Let me be your servant, under your command. I will no longer be 

my own. I will give up myself to your will in all things. 
 

Be satisfied that Christ shall give you your place and work. 
 

Lord, make me what you will. 

I put myself fully into your hands: put me to doing, put me to 

suffering, let me be employed for you, or laid aside for you, 

let me be full, let me be empty, let me have all things, let me have 

nothing. I freely and with a willing heart give it all to your 

pleasure and disposal. 

 

요한 웨슬레의 언약갱신 예배 
 

선포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삶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이러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예수께서 마련해 주신 새언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로 이 언약을 이루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종종 갱신합니다. 세례의 

언약을 다시 확증할 때나 주님의 상에 모일 때가 그 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해왔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만드는 언약을 갱신하는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우리의 것을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의 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께 속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쉽고 영예롭지만 어떤 것들은 어렵고 비천한 

일입니다. 어던 일들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자신만을 

아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할 일과 있어야 할 곳을 알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 자신을 온전희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일하게 하시고 고난 속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예비된 자가 되게 하시며, 채워주시기도 하고, 

비워주시기도 하며, 모든 것을 가질 때도 있지만, 아무 것도 못 가지게 되는 

것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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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 will be the Savior of none but his servants. 

He is the source of all salvation to those who obey. 

Christ will have no servants except by consent to all that he requires. 

Christ will be all in all, or he will be nothing. 

Confirm this by a holy covenant. To make this covenant a reality in 

your life, listen to these admonitions: 
 

First, set apart some time, more than once, to be spent alone before the 

Lord; in seeking earnestly God's special assistance and gracious 

acceptance of you; in carefully thinking through all the conditions of 

the covenant; in searching your hearts whether you have already freely 

given your life to Christ. 

Consider what your sins are. Consider the laws of Christ, how holy, 

strict, and spiritual they are, and whether you, after having carefully 

considered them, are willing to choose them all. Be sure you are clear 

in these matters, see that you do not lie to God. 

Second, be serious and in a spirit of holy awe and reverence. 

Third, claim God's covenant, rely upon God's promise of giving grace 

and strength, so you can keep your promise. Trust not your own 

strength and power. 

Fourth, resolve to be faithful. You have given to the Lord your hearts, 

you have opened your mouths to the Lord, and you have dedicated 

yourself to God. 

With God's power, never go back. 

Last, be then prepared to renew your covenant with the Lord. 

 

COVENANT PRAYER 
The people kneel or bow. 

O righteous God, for the sake of your Son Jesus Christ, see me as I 

fall down before you. 

Forgive my unfaithfulness in not having done your will, for you 

have promised mercy to me if I turn to you with my whole heart. 

 

God requires that you shall put away all your idols. 

 

I here from the bottom of my heart renounce them all, 

covenanting with you that no known sin shall be allowed in my 

life. Against your will, I have turned my love toward the world.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길은 우리가 자원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든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언약을 통하여 이 고백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권면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로 시간을 따로 내서 주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과 언약의 

모든 조건들을 통해 깊게 생각하기 위해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에 대한 경의로움과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셋째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넷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입술을 열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면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당신의 언약을 갱신하도록 

준비하십시오.   
 

언약의 기도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숙여서 기도한다. 

의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린 저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받아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자비를 베푸실 것을 언약하셨으니, 주님의 뜻을 다르지 

못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들을 물리칠 것을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모든 우상들을 거부하고 알면서 일부러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언약합니다.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을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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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your power I will watch all temptations that will lead me away 

from you. For my own righteousness is riddled with sin, unable to 

stand before you. 
 

Through Christ, God has offered to be your God again if you would let 

him. 
 

Before all heaven and earth, I here acknowledge you as my Lord 

and God. I take you, Father, Son, and Holy Spirit, for my portion, 

and vow to give up myself, body and soul, as your servant, to serve 

you in holiness and righteousness all the days of my life. 

 

God has given the Lord Jesus Christ as the only way and means of 

coming to God. 

 

Jesus, I do here on bended knees accept Christ as the only new 

and living Way, and sincerely join myself in a covenant with him. 

O blessed Jesus, I come to you, hungry, sinful, miserable, blind, 

and naked, unworthy even to wash the feet of your servants. 

I do here, with all my power, accept you as my Lord and Head. 

I renounce my own worthiness, and vow that you are the Lord, my 

righteousness. 

I renounce my own wisdom, and take you for my only guide. 

I renounce my own will, and take your will as my law. 

 

Christ has told you that you must suffer with him. 

 

I do here covenant with you, O Christ, to take my lot with you as it 

may fall. Through your grace I promise that neither life nor death 

shall part me from you. 

 

God has given holy laws as the rule of your life. 

 

I do here willingly put my neck under your yoke, to carry your 

burden. All your laws are holy, just, and good. 

I therefore take them as the rule for my words, thoughts, and 

actions, promising that I will strive to order my whole life 

according to your direction, and not allow myself to neglect 

anything I know to be my duty.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을 

멀리하겠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죄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십시오. 
 

온 세상 앞에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나의 몸과 마음 

모두를 버릴 것을 서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남은 인생 동안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나오는 유일한 길과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무릎을 꿇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밖에 없는 

새로운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고 그 언약에 참여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는 주리고, 죄 가운데서 살며, 비참한 신세로 눈도 멀고 헐벗어서 

아무런 볼품이 없지만 주님께로 왔습니다. 전심을 다해 당신을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생각을 쓰레기로 여기고 당신만을 나의 주님, 

나의 의로움으로 삼겠습니다.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인도자로 모시겠습니다.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도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감당하며 나갈 것을 언약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생명이나 

죽음이나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거룩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주시는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당신의 길은 거룩하고 정의롭고 선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나의 삶을 가지런하게 하며 내게 주어진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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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lmighty God searches and knows your heart. 

 

O God, you know that I make this covenant with you today 

without guile or reservation. If any falsehood should be in it, guide 

me and help me to set it aright. 

And now, glory be to you, O God the Father, whom I from this 

day forward shall look upon as my God and Father. 

Glory be to you, O God the Son, who have loved me and washed 

me from my sins in your own blood, and now is my Savior and 

Redeemer. Glory be to you, O God the Holy Spirit, who by your 

almighty power have turned my heart from sin to God. 

O mighty God, the Lord Omnipotent, Father, Son, and Holy 

Spirit, you have now become my Covenant Friend. 

And I, through your infinite grace, have become your covenant 

servant. 

So be it. 

And let the covenant I have made on earth be ratified in heaven. 

Amen. 

 
You are advised to make this covenant not only in your heart, but in word; not only in word, 

but in writing. Therefore, with all reverence, lay the service before the Lord as your act and 

deed. And when you have done this, sign it. Then keep it as a reminder of the holy agreement 

between God and you that you may remember it during doubts and temptations. 

See also A Covenant Prayer in the Wesleyan Tradition (UMH 607). 

 

 

 

 

Signed: 

 

 

 

Date:  

 
 

This Covenant Service is reprinted from The United Methodist Book of Worship, 

Copyright 1992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Used by permission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무런 거짓이나 조건이 없이 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을 

아십니다. 어떤 거짓이 섞어 있다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씻어주셨으니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대속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언약의 종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서원한 우리의 언약이 하늘나라에서도 인정받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맺는 언약을 말로 고백하고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십시오. 언약 갱신 예배 

후에 이 예문에 서명을 하고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고 유혹과 의심에 

싸이게 될 때 이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서명:  

 

 

 

날짜:                                년           월         일 

 

 


